피해자라면,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911에 전화하거나 아래 나열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성인 보호 서비스 카운티 연락 정보

Childhelp 국립 아동 학대 핫라인

적절한 카운티 성인 보호 서비스 사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Childhelp 국립 아동 학대 핫라인은 아동 학대 예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원하는 핫라인은
통역사를 통해 17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가와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위기 중재, 정보, 다양한 비상사태, 사회봉사 및
지원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학대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카운티 APS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

www.cdss.ca.gov/inforesources/
County-APS-Ofﬁces

캘리포니아 청소년 위기 라인
캘리포니아 청소소년 위기 라인 (CYCL, California Youth
Crisis Line)은 청소년 (12-24세) 및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응급 대응 시스템으로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원과 자원 봉사자 카운슬러는 매년 2만 건의
중재 상담 및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5,500개가 넘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800) 843-5200

웹사이트

www.calyouth.org

전화

(800) 4-A-CHILD (22-4453)

웹사이트

www.childhelp.org/hotline

반폭력 커뮤니티 연합 (CUAV)
(LGBTQ 옹호 단체)
1979년에 설립된 CUAV는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고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
커뮤니티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415) 333-HELP (4357)

웹사이트

www.cuav.org

FORGE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스토킹, 트랜스젠더
혐오폭력에 대한 지원 및 인식 교육을 제공합니다.

2420 Del Paso Road, Suite 100, Sacramento, CA 94244-2260

우편 주소

P.O. Box 1272
Milwaukee, WI 53201

전화

(414) 559-2123

웹사이트

www.forge-forward.org

(800) 952-5210

www.barbercosmo.ca.gov

로스앤젤레스 LGBT 센터

국립 인신매매 핫라인

보건, 사회 복지 및 주택, 문화 및 교육, 리더십 및 지원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지지를
제공하는 LGBT 센터입니다.

인신매매 핫라인은 미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를 돕는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입니다.
전화

(888) 373-7888

전화

(323) 993-7400

웹사이트

www.lalgbtcenter.org

웹사이트
자료

www.humantrafﬁckinghotline.org
https://humantrafﬁckinghotline.
org/get-involved/outreach-andawareness

Loveisrespect.org
Loveisrespect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고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지원 자료입니다.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의 프로젝트입니다.

국립 자살 방지 라이프 라인

전화:
TTY:

(866) 331-9474
(866) 331-8453

라이프 라인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자살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처
방법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loveisrespect.org/

팜 카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지갑 크기의 카드입니다.
소지자를 loveisrespect의 서비스에 연결하고 학대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www.loveisrespect.org/
resources/download-materials/

반폭력 프로그램 전국 연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트랜스젠더, 퀴어와 HIV 환자
공동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전화
전화

(800) 273-TALK (8255)
(888) 628-9454 (스페인어)

웹사이트
자료

www.suicidepreventionlifeline.org
https://www.store.samhsa.gov/

전문 미용 협회 (PBA, Professional
Beauty Association)
15825 North 71st Street, Suite 100
Scottsdale, AZ 85254-1521
웹사이트:

www.probeauty.org

전화:

(800) 468-2274

우편 주소

116 Nassau St., 3rd floor
New York, NY 10038

핫라인
전화:

(212) 714-1141
(212) 714-1184

PBA Cut It Out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avp.org

Cut It Out 자료를 무료로 주문하시려면: https://
probeauty.wufoo.com/forms/zhmek8o1t08smd/

웹사이트: www.probeauty.org/cutitout

국립 가정 폭력 핫라인
가정 폭력의 희생자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을 돕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또는
재정적 학대를 받는 피해자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
(RAINN)

전화

(800) 799-SAFE (7233)

온라인 채팅
자료

www.thehotline.org
https://www.thehotline.org/

전국 성폭력
핫라인

resources/download-materials/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반 성폭력 단체입니다.

웹사이트
온라인 채팅
자료

(800) 656-HOPE (4673)
https://hotline.rainn.org
online.rainn.org
https://rainn.org/graphics-andbanners

